
컬러

SP C842DN

ppm
60

  프린터      복사기       팩스        스캐너

A3 레이저 컬러 프린터

SP C842DN 



높은 수준의 대량 컬러 인쇄를 위한 A3 프린터
리코의 SP C842DN은 A3 컬러 프린터로 높은 수준의 컬러 인쇄를 대량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입니다. 사용자
는 외주업체의 도움 없이도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SP C842DN은 포스트카드, 브로
셔, 라벨지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인쇄물을 제작할 수 있으며 폭 넓은 범위의 용지를 지원합니다. 직관적인 대형 스마트 
조작 패널은 사용자 맞춤형 워크플로를 제공하며 바로가기 설정 및 인쇄 업무 자동화가 가능해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기
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모바일 기기 지원 및 보안 기능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인쇄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
양한 피니셔 옵션을 추가하면 전문적인 제작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SP C842DN은 폭 넓은 사무 환경 및 워크그
룹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 분당 최대 60매 인쇄
• 다양한 피니셔를 통해 완성도 높은 문서 제작 가능
• 자동화된 워크플로 및 바로가기를 통해 신속한 인쇄업무 가능
• 모바일 기기를 통한 편리한 인쇄 및 정보 공유
• 다양한 용지 지원을 통해 다양한 문서 제작 가능
• 에코 기능을 통한 전력 절감

빠른 속도 및 효율성
SP C842DN은 컬러 및 흑백 문서를 분당 최대 60매까지 인쇄할 수 있어 고객이나 
내부 직원들과의 빠른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SP C842DN의 빠른 프로
세서와 2GB RAM을 통해 동시에 여러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용지함 옵션을 
추가하면 최대 4,700매까지 용지 적재가 가능해 끊김 없는 인쇄 업무가 가능합니
다. Attention Light 옵션은 한 눈에 프린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전문적인 지원 없이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표준으로 
제공되는 용지함 자동 닫힘 기능을 통해 용지 적재시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조작 패널을 통한 워크플로 향상
10.1인치 스마트 조작 패널의 워크스타일 혁신 기술(Workstyle Innovation 
Technology)은 워크플로를 대폭 향상합니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
용하듯이 간단한 터치만으로 프린터상의 주요 정보에 접속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업
무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다양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직
관적인 대형 아이콘을 통해 인쇄매수, 피니셔 옵션, 토너 관련 정보 등 프린터에 대
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리코 어플리케이션 사이트
(Ricoh Application Site)에서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피니셔 옵션
SP C842DN은 컴팩트한 디자인에 다양한 피니셔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 제품
으로 넓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폭 넓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내장형 멀티폴
드 유닛은 다양한 접지 기능을 제공하여 수작업이나 아웃소싱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SP C842DN은 인보이스 및 기타 문서를 봉투에 바로 넣을 수 있도록 
접지된 상태로 제공하며 스테이플링, 펀칭, 중철, 소책자 제작 등의 피니셔 업무
를 단순화 할 수 있습니다. 1,000매 하이브리드 스테이플+스테이플리스
(Stapleless)피니셔 옵션을 통해 스테이플심이 없는 문서를 제작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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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C842DN 주요 특징

1  직관적인 10.1인치 스마트 조작 패널: 10.1인치 스마트 
조작 패널에서 다수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선택해 인쇄 
업무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 사용 시와 
유사한 방식의 간단한 터치만으로 정보 접근이 가능하
며 바로가기 및 수작업 자동화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
니다. 어플리케이션 사이트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로드 받아 특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3  

4 

5 내장형 멀티폴드 유닛(옵션): 다양한 접지 기능을 자동
화해 더욱 전문적인 문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6 3,000매 피니셔(옵션): 스테이플링 기능과 펀치 옵션을 
통해 다량의 문서를 더욱 전문적으로 제작할 수 있습
니다. 

7 용지함 및 100매 수동급지 트레이: 기기 전면 2개의 
표준 용지함에는 각각 550매씩 적재 할 수 있으며 
수동급지 트레이는 최대 320 x 1,260mm 크기 용지
까지 100매를 추가적으로 적재 가능합니다. 배너 용
지 가이드 옵션은 배너 인쇄를 지원합니다. 

8 용지 적재 유닛(옵션): 1 x 550매 혹은 2 x 550매 용지함
을 선택해 용지 적재량을 2,300매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9 대용량 트레이 (옵션): 1,500매 대용량 트레이를 추가
하면 적재량을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설치 전 추가 
용지 피트 유닛이 필요합니다. 

USB/SD 카드 슬롯: 조작 패널 측면의 표준 USB/SD 카
드 슬롯을 사용해 휴대용 미디어 장치로부터 문서를 인
쇄하거나 스캔할 수 있습니다. TIFF, PDF, JPEG 파일의 
인쇄를 지원합니다.

웹 브라우저: 스마트 조작 패널의 내장형 웹 브라우저에
서 웹 페이지를 직접 검색해 PDF 파일로 인쇄할 수 있습
니다. 

자동 양면 인쇄: 양면 인쇄를 통해 용지와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Genuine Adobe® PostScript®3™ and PDF Direct from Adobe® are available as options.

Optional* Optional*

SP C842DN
주요 사양

일반

예열 시간: 
첫 장 출력 속도: 

20초
컬러: 4.6초 
흑백: 3.1초

연속 출력 속도:                컬러/흑백: 60초/분

표준: 2GB 
320 GB 

메모리:
HDD: 
규격 (W x D x H):       
무게: 
전원: 

프린터 언어: 

해상도: 
인터페이스: 

권장 용지 크기: 
급지 용량: 

급지 출력 용량: 
용지 무게: 

전원소비량

전원소비량: TEC (Typical Electricity Consumption): 2.8 kW/h

옵션

1 x 550-sheet paper tray (PB3250), 2 x 550-sheet paper tray (PB3240), 2,000-
sheet large capacity tray (PB3260), 1,500-sheet side large capacity tray 
(RT3030), SRA3 imageable area extension unit Type P11, Internal multi-fold 
unit (FD3000), Bridge unit (BU3070), 1,000-sheet Hybrid staple + stapleless 
finisher (SR3210), 1,000-sheet booklet finisher (SR3220), Hole punch unit 
(PU3050), 3,000-sheet finisher (SR3230), Hole punch unit (PU3060), Output jogger 
unit Type M25, Mailbox (CS3010), Attention light (AL3000), Banner paper guide 
tray Type M19, Bi-directional IEEE 1284 interface unit Type M19, PictBridge 
option Type M19, Adobe® PostScript® 3™ unit Type P11, XPS direct print unit 
Type P11, Extended USB port (Type B) Type M19, 2nd NIC option Type M19, 
Card reader bracket Type P11, IC card reader Type P11, VM card Type P8, H

소모품

토너 용량: Black:  43,000 pages
Cyan:  34,000 pages
Magenta:   
Yellow:  

www.ricoh-korea.co.kr

주식회사 리코코리아

(우)137-881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14 정보통신공제조합 10층 
전화: 02 3677 1004

모든 브랜드, 제품 이름은 해당 소유자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사양 및 외형은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품의 색상은 브로슈어에 표시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브로슈어에 사용된 이미지는 실제 사진이 아니며 
실제 제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 이미지의 경우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opyright 2017 Ricoh Korea Co., Ltd. All rights reserved. 본 브로슈어와 브로슈어의 내용, 레이아웃은 수정, 변경할 수 없으며, 
Ricoh Korea Co., Ltd.의 서면 허가 없이 브로슈어의 내용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작업에 사용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587 x 685 x 864mm
85kg 
220-240V, 50/60Hz
표준:PCL5e/c, PCL6(XL), PostScript3 Emulation,
PDF Direct Emulation, Media Print (JPEG/TIFF) 
옵션:Adobe® PostScript® 3™, XPS, PictBridge 
최대:1,200 x 1,200 dpi / 2 bit
표준:SD slot, USB Host Interface, Ethernet 10 base-T, 
Ethernet 100 base-TX, Ethernet 1000  Base-T 
옵션:USB Server for Second Network Interface, 
Bidirectional IEEE1284/ECP, USB 2.0 (Type B)
Apple AirPrint
Windows® Vista / 7 / 8.1 / 10, Windows® Server 2008 /  
2008R2 / 2012 / 2012R2
Macintosh OS X Native v.10.8 or later
UNIX Sun® Solaris, HP-UX, SCO OpenServer, RedHat® 
Linux Enterprise, IBM® AIX 
SAP® R/3®

Windows® 환경:   

Mac OS 환경:    
UNIX 환경:    

SAP® R/3® 환경: 

모바일 인쇄 지원: 

취급 용지

 SRA3, A3, A4, A5, A6, B4, B5,B6             
표준: 1,200 sheets 
최대: 4,700 sheets 
최대: 4,000 sheets 
60 - 300 g/m2

34,000 pages
34,000 pages




